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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participants in Dail spiritual training. For this study, 6 adults who 

experienced Dail spiritual training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A.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this 

process,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with God.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enjoyed spiritual freedom as anger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wounds, pain, and trauma recovered and healed. Second, we discovered 

that they experienced God's love deeply through Lectio Divina after participating Dail 

spiritual training. Third, the participants had new perspectives such as mission and goal 

consciousness increased.

Alth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groups were insufficient with limited 

time and limited research personne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ttempt 

qualitative research on Dail spiritual training that has lasted for 20 years. Korean 

churches need to find a new path after COVID-19. With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es' finances and member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Dail spiritu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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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era by introducing spiritual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of congregational member and the improvement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ey words : Dail spiritual trai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Giorgi’s method,  spiritual 

freedom, divine en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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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세기가 ‘원자의 시대, 유전자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의식의 시대, 내면의 시대’라고 한다. 최

근 종교적 용어였던 ‘명상’ 혹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

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New York Times, 2011.1.28). 아울러 

그러한 흐름에는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나타나는 인간소외와 고독, 분열에 대한 반응과 존재에 관

한 질문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욕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양 사상과 신비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영역에서는 한쪽으로 밀어놓았던 렉

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그리스도 생애로 기도하기(복음서 묵상), 향심기도, 영성 지도와 영적 

분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성 훈련이 주목받게 되었고, 영성학에 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유해룡, 

1999: 428–450; 이강학, 201: 221–245; 최승기, 2014: 297–327). 아울러 코로나19 (COVID-19) 상황

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된 시대적 추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

증을 심화시켰고, 신앙의 근본에 대하여 고민하던 신앙인들이 영성과 영성 훈련에 관한 관심을 고

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국내에 소개되고 실시되었던 다

양한 영성 훈련 중 하나인 다일 영성 훈련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다일 영성 훈련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

자는 다음의 질문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즉, 연구참여자는 다일 영성 훈련 참여로 인해 어떠한 감정

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에 관한 질적연구

를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일 영성 훈련 참여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소개 및 기존 연구 고찰

최근 영성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영성 훈련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성 훈

련은 대부분 서구로부터 직수입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

만 다일 영성 훈련은 한국적인 정과 멋이 어울려져 토착화된 영성 훈련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상처

를 치유하며 전통적인 영성훈련과 접목한 ‘K-영성 훈련’이다(이강학, 2010: 146). 먼저, 다일 영성 

훈련을 이해하려면 그 모태가 된 다일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일 공동체는 최일



8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8

조 한 상

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가 주도하여 1988년에 시작되었다. 1988년 11월 11일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노숙인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에게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면서 처음 ‘밥 퍼’가 시작된 

이래, 다일공동체는 지난 33년 동안 11개 나라, 21개 분원에서 ‘밥 퍼’와 ‘빵 퍼’와 ‘꿈 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일공동체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앞

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에 근거하여 33년 동안 일관되게 ‘밥 퍼’와 다일천사병원, 데일리 다

일 그리고 다일 복지재단 등을 통해 이 땅의 노숙자와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빈민 지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최일도, 2020: 5). 따라서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며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

라 영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일공동체의 정신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 생활, 둘째, 예배와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 생활, 셋째,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넷째, 나눔과 섬김의 봉사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차성경, 2021: 33). 

아울러 다일공동체의 영성은 수직적으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관상적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한 

축과 수평적으로 육화적 영성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도적 영성을 추구하는 다

른 한 축으로 구성되었다(최일도, 2021: 290-297). 이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1단계로 아름다운 

세상 찾기, 2단계로 작은 예수 살기, 3단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나누어 각각 한 주간씩 진행되는

데 각 단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조한상, 2021: 365-374). 이러한 구조는 이냐시오 영신 수련 과정을 한 

주간씩 나열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달씩 집중하여 영성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춰 토착화 한 것이다(Puhl, 1968). 아울러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의 하나님 체험과 삶의 경험이 어우러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한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 2, 3단계의 영성 훈련을 마친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본받

아 살아가는 다일 DTS(Disciple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자면 ‘제자훈련학교’라고 

번역되며, 이후 DTS 약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정이 있다.1 이는 최소 3개월에서 약 1년의 과정으

로 진행되는데 머리로 알았던 영성 이론을 삶으로 실천하며 국내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섬김과 봉

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하루 24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8시간은 영성 생활, 다른 1/3인 

8시간은 노동, 마지막 1/3인 8시간은 휴식과 취침 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자아실현이 아

1) 다일 DTS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침묵의 집은 도시빈민 구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근교 한적한 곳에서 침
묵과 묵상 가운데 영성 생활을 수련할 수 있도록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산자락에 비닐하우스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것
으로 시작하였다. 1998년 최일도 목사의 첫 번째 저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의 인세의 절반은 북한 결핵환자 돕기를 위
하여, 나머지 절반은 다일공동체에 헌금하여 농가주택을 구입하였다. 그 후 1999년 부활절 다일 영성 훈련원이 개원하여 1, 
2단계가 진행되었고, 2003년 DTS 훈련 1기가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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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마지막 3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는데 이 경우 신대원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예를 들자면, 영성 훈련의 실제)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예외적으로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닌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어,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최 홍, 2020: 13).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회복과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와 다일 DTS를 수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변화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2 

기존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국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생들이 참석한 2

박 3일간의 영성 훈련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감정과 심리적 변화 등을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영성 훈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김동란, 김윤희, 김정훈, 2019: 251-292). 그러나, 이 연구는 영성 훈련 기간 자체가 지

나치게 짧고 (2박 3일) 신학대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여 한계가 있어 보였고, 연구자 구성이 

모두 영성학 전공자가 아닌 점에서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

계와 DTS를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기간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

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다일 영성 훈련 연구가 주로 양적연구

에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전창근, 2011: 65-

75; 유장춘, 2014: 7-46; 유장춘, 강병덕, 2015: 239-262; 유장춘, 강병덕, 2017; 이강학, 2017: 26-

48; 최일도, 2017: 49-73; 조한상, 2020: 255-278).

III. 연구 방법의 이해  

1. 지오르기(Giorgi) 방법론을 이용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주도하는 학문적 풍토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의 

일상 경험의 본성이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 그 내용은 개인의 감정, 정서적 

상태, 태도, 그리고 지각된 의미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7: 23-26). 즉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연

구하며, 의식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고, 본질을 연구하여 체험적 의미를 우

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모습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

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신경림 역, 2000: 35-40).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

인 지오르기의 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언어로 기술된 현상에 대한 심

층적 탐색을 통해 참여자가 의식하는 내용과 구조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분석 방법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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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과정에서는 상황적 구조기술에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드러낸 후 전체 연

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기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징을 지닌다(이남인, 2014:32-37). 최근 인

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영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방윤주, 2021:183-213; 지상선, 현은자, 2021:83-123; 김주경, 

오대희, 2019:193-221; 조지혜, 2019:5-49; 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159-195; 한미영, 손수경, 

2017:265-288; 김영수, 2017:117-1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Giorgi, 1985; 신경림 외, 2004).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연구참여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하되, 성별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심신 건강한 남녀로 연구를 위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설곡산에 위치한 다일 영성 수련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신청한 분

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10회 이상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들로 구

성되어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6명으로 남성 4명, 여성 2명이었

으며, 연령은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였고, 평신도 2명, 목회자 3명, 그리고 선교사 1명으로 모두 기

독교인이었다. 영성 훈련 참여 경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검사 등

을 실시하였으나,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2006 a,b).3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에 개방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4 비록 연구참여자들은 

신앙경력과 직분 그리고 참여 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of participants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신앙경력 가족관계  직분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

1 남 56  6년 5남매 중 차남 평신도 약  50회

2 남 49 10년 8남매 중 막내 평신도 약  10회

3 남 61 45년 2형제 중 막내 목회자 약  10회

4 남 47 47년 3남매 중 둘째 목회자 약 100회

5 여 56 50년 6남매 중 둘째 선교사         3회

6 여 64 50년 4남매 중 막내 목회자 약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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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하였고, 인터뷰는 2021년 5월∽9월까지 개인당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회당 

60분씩 총 2회 120분으로 정했지만, 참여자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시간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이를 경청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6명을 선

정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최미경, 2014:199-227; 김희영, 2019:205-247). 비록 5개월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자는 2014년부터 다일 영성 훈련 공동 인도자로 참

여하였기에 연구 준비기간과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연구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인 지오르기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듣고,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다.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진술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하였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의미 단위로 구별하며 각각의 의미 단위로 묶고 다시 기술하였다. 각각의 의

미 단위를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시켜서 그것의 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정의하였다. 현상학적 의미의 

언어로 이해한 후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를 종합하면서 파악된 본질 구조를 기술하였다. 판

단 중지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기간에는 문헌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사전지식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료 분석 및 연구를 질적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허락을 받아 승인번

호를 부여받은 이후 진행되었다(과제번호 2021-0371-003). 아울러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서 본 연구의 책임자는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만났다. 그 후 본 연구를 

소개하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설명했으며, 나머지 연구 

3) 우울 자가 진단의 경우 벡(Beck)의 우울증 척도 한국판을, 불안 자가 진단의 경우 Beck의 불안 질문지를, 자아존중감의 경우 
로젠베르그 (Rosenberg, 1965)의 척도를 전병제 (1974)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참여자들 모두 다일 
영성 훈련 재경험자로서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곳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를 언급하였기에 이를 논문 중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조치가 반복되다 보니, 원래 계획하였던 일정대로 한 장소에 모여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년간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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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과정은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6. 연구의 진행 과정 

참여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 등 당사자가 편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참여자가 연구책임자와 종속관계에 있거나, 강압하에 동의를 강요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

생하게 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연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연

구대상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주지하였으며, 미리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을 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어 인터뷰가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5 

7.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보상 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영성 훈련의 연구와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영성 훈련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을 공지하였고, 참여하신 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통비(1회 30,000원) 수준의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연구 시작 전 

미리 공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통상절차에 따라 진

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60개의 의미 단위와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

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질적 주제는 예속된 삶,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의무감, 갈망,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

화, 거룩한 만남, 자유, 새 출발, 일상의 영성 등이며, 대 주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발전

단계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로 구분하였다.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나이와 신앙경력을 알려주세요. 2.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는 몇 회나 되나
요? 3.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떠오르는 기억이나 가정환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4. 어린 시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
요? 5.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6.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7.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8. 영성 훈련 참여 중 전반적인 과정과 느낌은 어떠하나요? 9. 영성 훈련 참여 중 
새롭게 배우고,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 렉시오 디비나/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11. 영성 훈련 프
로그램 중에서 기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세요. 12. 영성 훈련 참가 후 이전보다 어떠한 영역
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6) 영적 진보의 단계는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에 의해 세 단계로 제시되었는데 그 후 위-디오니시우스(Pseudo-
Dionysius)에 의해서 변형된 모습 즉,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로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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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를 본질적 주제인 예속된 삶, 감

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갈망 그리고 신앙입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Table 2>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purification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삶의 굴레 예속된 삶

영성 형성과 정화

가난으로 진학포기

장애로 인한 원망

낮은 자존감

삶의 무의미

조울증을 지닌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절망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가정폭력으로 상처

장녀 역할
책임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칭찬받고 싶은 욕구

지인의 추천으로 참석

추천으로 참가함 의무감막연한 생각

선교사로서 의무교육

자원봉사 중 알게 됨

기대감

갈망

다일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알고 싶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됨

실존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만남
지인의 죽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따라서

(1) 예속된 삶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영성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위함이었다. 대부분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지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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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을 비롯하여 대부분 가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2층 양옥집인데 친구 방에는 피아

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생처음 ‘이렇게 다른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그 이후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한 좌절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 3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선천적 장애로 시신경이 약하여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6개월 만에 회복되었어요. 그 후 약시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도 교정시력이 0.3밖에 나오지 않

아서요.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버거운 일로 다가왔거든요(연구참여자 3).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장애는 극복할 수 없는 멍에와 같은 것으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늘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같이 가난과 장애 등은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들의 자아가 형성되도록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계기가 신앙에 입문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2)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는 가정의 폭력과 불화가 어린 시절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

러한 트라우마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비록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

과 불만족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되돌아보니 아

버지는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하셨죠. 그것이 어린 저에게 큰 

상처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고, 이것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현되었어요.” 또 다른 연구참여자 1은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나 저희 가정은 교회 혹은 신앙생활

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라고 언급했

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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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직면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3)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반면, 일부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삶을 롤모델 삼아 성장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다

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언니가 있었지만 병약하여 제가 장녀의 역할을 했어요.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 살림을 돕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일을 맡겨주시면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

심히 했어요.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신앙의 멘토로 

삼았어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책임감으로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였고,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연구참여자 5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

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4) 의무감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연구참여자 6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라

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자원봉사를 다니던 아내와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후 아내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일 영성 훈련의 충격 혹은 여파로 한 주간 

동안 멍하니 있어서 호기심도 생겼어요.”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여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의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되돌아 보니 한 

주간의 시간이 유익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처럼 강렬했어요(연

구참여자 5). 

이처럼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동기가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

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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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주위 추천과 호기심으로만 참여한 것 외에도 본인이 갈망하여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

한 사례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 갈망 

연구참여자 4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매 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

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큰 충격이었죠.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2). 

그는 연이어 설명하였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 재수를 하면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큰 원망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 교회를 출석했지만, 군에 입대하고 

나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죠.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거의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가끔 교회는 다녔죠. 그러다가 아내가 다일 공동체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소개받고 참

여하였죠(연구참여자 2). 

그는 신앙생활이란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

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과 충격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

게 되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 참석 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강의도 듣고, 적극적으로 공동

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공동체

에 대하여 사랑에 빠져버렸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신앙에 입문한 계기와 영성 형성 과정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교회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교회와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된 경우가 있었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에서 신앙에 입문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나 주위 친인척 혹은 지

인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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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었고, 성찰의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투신으로 연결되었음은 틀림없는 사

실이었다. 즉, 다일 영성 훈련은 연구참여자의 영성 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적 삶에 투신한 사례도 있었으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다일공동체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인 남편의 권유로 신학을 공

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2. 조명의 과정

조명의 과정에서는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화, 거룩한 만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illumination

의미 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침묵의 중요성

새로운 발견

각성 및 성찰

조명

노동 기도의 중요성

밥알 하나하나에 감사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정체성 인식

특별한 존재라는 깨달음

미움과 분노 해결

문제의 해결 내면의 치유쓴 뿌리가 해결

상처와 아픔이 해결

가슴이 울리는 도전

신선한 충격 관점의 변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

나름대로 재미있었음

이것은 화가 날 일인가? 

이것은 싫은 것 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

나의 무기력과 죄성 인식

말씀을 깨달음

 

 거룩한 만남

새로운 사명 발견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

이렇게 살아서는 않되겠다.

용서의 기쁨 경험

회복과 치유

두려움에서 벗어남

동행하겠다는 약속

감정적 카타르시스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



18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18

조 한 상

(1) 각성 및 성찰

다일 영성 훈련의 과정은 짧은 단기과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한 사람의 변화는 세

월이 필요하다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 이후 

DTS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서 생활 훈련을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수도원에서 진행

되는 매일 3차례의 기도와 노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 등이 제공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되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자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큰 울림을 가져주는지 처음 경험했어요. 외적인 침묵과 더불어 내적인 침묵

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노동이 기도로 바뀐다

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DTS 기간 중 많은 노동을 하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

게 되었죠(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였다.

식사 시간에 농부들의 땀방울이 떨어져 밥알 하나하나가 영글어져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허겁지겁 식사하였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요.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식사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진지 기도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연구참여자 1).7

다일공동체 구성원들은 매일 식사 시간에 진지 기도를 통하여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며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귀한 음식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식사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이지만(예를 들자면 노동을 통한 땀의 소중함과 음식의 소중함 등) 새

로운 것에 관한 깨달음과 각성이 다일 영성 훈련 기간 중 일어나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이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되돌아보듯이 내면을 성찰하는 일은 영성 생

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다일 영성 훈련 및 DTS 동안 진행된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광야 생

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의 양식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연구참여자 2는 이렇

7) 다일공동체 진지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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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하였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시간(조도 아침 6시, 대도 정오 12시, 만도 오후 7시 30분),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자

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주님의 대면

하는 순간으로 공동체 생활에 영의 양식과도 같은 시간이죠. 마치 출애굽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까요. 아무튼 그동안 다녔던 새벽예배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일 진행되는 새벽예배의 경우 기존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스

타일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나누는 형식이므로 

참가자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며, 대도와 만도 

시간은 30여 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롭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2) 내면의 치유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할

지라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면 깨어진 독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깨닫

고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서는 상처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물론 1회 참석만으로

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재경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심한 우울증,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정폭력, 원하지 않은 장애, 지인의 죽음, 투자의 실패로 인한 어

려움, 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이혼 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다일 영성 훈련에 참

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으며, 소

그룹 및 대그룹에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받았다

(조한상, 2020:255-278).

(3) 관점의 변화 

다일 영성 훈련 1단계는 그동안 참가자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21가지의 주제를 매시간 던지며 

시작된다.8 그래서 참가자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받고 도전을 받기

도 한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각 참가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8)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율법이냐, 은혜냐?” “네가 어디 있느냐?” “싫은 것입니까?” “생각과 느
낌의 틈새 발견” 그리고 “맑은 물 붓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사람에게 도전을 주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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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를 접하게 되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서부터 왔는가? 등등은 분주한 삶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여기 무엇

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계기를 통하여 영성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

었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성공해야지’하는 생각이 가

득했는데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 그는 다

일 영성 훈련이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는 연이어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

녔어요, 그러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찾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

고 ‘이것을 얻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구나. 100%를 투자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요(연구참여자 4).

 

이와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강의와 노동 등 생활 훈련을 통하여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발생

한 사실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4) 거룩한 만남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 전통적인 영성 훈련이 주를 이루는 다

일 영성 훈련 3단계와 다일 DTS에서 말씀과 부딪치는 경험을 하였다(박노권, 2008; 허성준, 2014; 

Thelma Hall, 1988; Duncan Robertson, 2011; Raymond Studzinski, 2009). 그리고 이 시간 예수

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을 하였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할수록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하나

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무너졌다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만일 이러

한 시간이 없이 노동하고 봉사만 했다면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소진되는 일이 거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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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며 노동하는 것이죠(연

구참여자 4).

또 다른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를 발견하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기뻤어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발견하였던 시간이었어요. 나 

자신을 개방하며,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

할 수 있었죠.”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

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

랑이다.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되

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

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 주셨어요. 낮은 자존감도 회

복되고 치유되었어요.”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 뿌리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

험하게 되었죠. 그 결과 미움과 분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무너진 둑에서 물

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정적 카타

르시스를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경우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기쁨에 대한 새로운 깨달

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통하여 관계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DTS 기간 머리로

만 알았던 이론을 삶으로 적용하고, 생활 훈련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 개개인의 인격이 다듬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3. 일치의 과정

일치의 과정에서는 자유, 새 출발 그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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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union with God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형제·자매의 죽음으로 해방

해방 자유

일치

중독으로부터 해방

분노와 쓴뿌리로부터 해방 

우울증에서 해방

생활인에서 사명인으로 변화

변화

새 출발

자아성취에서 자아포기로

성공에서 섬김으로

피상적인 삶에서 헌신으로

정리정돈 된 삶

새로운 습관의 형성

자존감의 회복

회복과 기쁨새로운 사명 발견 

참기쁨 발견/경축의 삶

조그마한 좁은 길을 발견
새로움 일상의 영성

자연만물이 새로워 보임

(1) 자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구절을 경험

하고 각자의 삶의 이슈들이 해결되는 경험이 다일 영성 훈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 안에 처리되지 못했던 감정과 신앙의 이슈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논리적 이해가 없으면 거

부했는데, 경험함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수용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니, 자

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상처를 수용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내면 깊숙이 있었던 분

노의 뿌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두려움 없이 직시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그리고 연구참여자 4는 연이어 언급했다. “아울러 다일 영성 훈련은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투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혼란도 경험하

고, 분노로부터 자유도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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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래도 큰형의 죽음이 제게 큰 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게는 큰 형 몫

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일 영성 훈련을 마

치고 나서 이러한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

데 ‘이제 주님께 맡겨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연구참여자 2).

아울러, 연구참여자 6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언니의 죽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

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자신의 

이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니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자유

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2) 새 출발  

다일 영성 훈련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전환점 및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

는 사람들, 갈등과 분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망한 사람들이 다

일 영성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우울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은 과거의 어두운 삶을 정리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면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 

성공에서 섬김으로, 자아 성취에서 자아 포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헌신 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

는 전환점과 같았어요. 제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으니까요.”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언급했

다. “제 경우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었던 기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신발이나 물건들을 정리 정

돈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설거지를 자원하면서 섬기며 생활 태도까지 변화된 것 같아요.” 연이어 연

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어요. 사실 제가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중독으로부터 자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속하니 가능했었던 것이

죠.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족 모두가 행복하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얽어매었던 많은 짐

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일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일상의 영성

   최일도 목사는 다일 영성 훈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일공동체는 산상수훈의 기초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다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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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영성을 잘 나타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온전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닙

니다.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교만은 거룩함을 가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낳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자신의 나약함과 부서진 모습을 감추고 억압하다

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나약함

을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영혼, 깨

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일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이며 공동체

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의 욕구와 욕망, 상처로 깨어진 모습

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

니다. 이것이 영성 수련(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 수련(훈련)은 4박 5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생활 영성 안에서 영성 수련(훈련)의 깨달음이 뿌리를 내릴 때 일상이 영성이 되

고 영성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최일도, 2020: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일상의 영성을 살

아가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매일 각자의 삶에서 영성 생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다일 영성 훈련 이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

해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어서 그는 다일 영성 훈련 이후에 모

든 것이 새로워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경험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자연 만물

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영성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산드라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에 따르면, “영성이란 

자신이 인식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고립이나 자기 몰두의 방식이 아닌 자기 초월의 방식으

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했다(Schneiders, 

1986:266). 이를 본 연구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살아

진 경험(lived experience)이며, 삶 속에서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 초월 및 통합적 경험으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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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

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

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 경험을 했으며 이 경험은 내적 정화와 치유 그리

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생각과 가치관 및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켰고, 세상에 대한 적극

적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neiders, 1989:682).

본 연구를 정리하자면, 먼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구

성되었으며 대부분 10여 차례 이상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재경험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자

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굴레를 경험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속된 삶이 실존에 대한 고민과 영

원한 것에 대한 동경으로 승화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여

러 가지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참여를 통해 내면의 울림과 변화를 경험하였

고, DTS를 거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앎에서 삶으로, 이해에서 수용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

되는 경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일 영성 훈

련을 통하여 해결되어 자유 해 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게 되는 체험을 하였

다. 그 밖에 침묵과 노동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가 날 일인

가? 싫은 것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의

를 통해 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비록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없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을 들으며 분노의 감정, 깊은 우울의 감정 그리고 상처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는 21가지 화두 가운데 하나인 “화가 날 일입니까?”라는 강의

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소그룹 모임, 그리고 그 후 화를 푸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아

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사랑을 깊이 체험 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왜 하나님께

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

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DTS 기간에 매일 3차례 진행되는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하

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

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일 영성 훈련 3

단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묵상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보배롭

고 존귀한 자”(사 43:4)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체할 수 없



26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26

조 한 상

는 흐느낌 등을 통해 감정적 카타르시스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체험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져 사명을 발견하고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아울러 일상의 영성으로 승화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영성 훈련의 현상학적 연구로 다일 영성 훈련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면 변화를 탐구

하여 이들의 삶을 추적 관찰하였다. 지오르기 방법론을 이용한 본 연구는 인간의 심리 감정 밑바닥

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정서를 조명하여 드러내 봄으로써 연구참여자 의식의 구조를 밝혀내기에 적

합한 연구 방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경

험은 참가자들의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

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은 영성 훈련 참가 후 영적 자유 

등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삶의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과정 가운데 전통적인 영적 

여정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

적 정서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 (COVID-19) 상황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새

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Schenker, 2020, 박성현 역).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의 심화, 탈 종교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기존의 도전과 더불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새로운 일상

을 직면하게 되었다.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비대면 예배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교회는 성도 수와 헌금의 급감,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과 공공성의 위기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목회자와 성도들

의 영적인 쇠락의 경향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

고 있다.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탐구함으로써 한가지 대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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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영성훈련 참가자들의 현상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

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총 60개의 의미 단위,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영적 

형성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

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사명

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 상황에 맞는 영성 훈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영적 갱신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

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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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

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

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

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

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의 재정과 성도 수가 감

소한 상황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한 가지 대

안으로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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